
TianNing 낙농장, 인상적인 출발 보여 

 

-- Afimilk 계획, 감독 및 장비 제공 프로젝트, 중국에서 진행 중 

 

(아피킴, 이스라엘 2014년 6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국 닝샤성에 

들어선 새로운 낙농 프로젝트 TianNing 농장 [ 

https://www.youtube.com/watch?v=OEuOry-qoZo ] 이 인상적인 출발을 보였다. 

Afimilk[http://www.afimilk.com/ ]가 설계를 담당하고, Afimilk의 착유 및 

가축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 농장은 6천 마리의 젖소와 4천 마리의 어린 

암소를 수용하도록 계획됐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30926/642356-a )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71400534-afimilk-impressive-start-tianning-dairy-farm   

 

그 결과는 놀라웠다. 현재 3천 마리가 넘는 젖소들(이들에게 있어 첫 젖분비)을 

대상으로 착유를 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생산량은 젖소당 우유 30kg에 달한다. 

연간 우유 생산량은 젖소 당 9천400리터가 넘는다.  

 

Afimilk 착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AfiFarm 소프트웨어는 열 

감지, 수의사 방문일정 잡기, 예방 차원의 건강 모니터링 등 효과적인 가축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TianNing 관리자들은 이스라엘에서 2개월간의 선진 낙농업 과정을 

수료하고 왔다. Afimilk가 계획 및 구성한 이 과정은 AfiFarm 가축 관리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며, 대형 가축, 대규모 낙농장 조직, 착유 관행, 영양 

및 생식력 같은 주제를 가르쳤다.  

 

TianNing Company 총책임자 Mr. Feirui는 “중국에 마련한 새로운 낙농장은 

Afimilk의 시스템 및 전문적인 지원 덕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Afimilk의 경험에 따르면, 면밀한 전문적 감독과 지속적인 훈련이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출신의 컨설턴트와 

Afimilk에서 훈련을 받은 보조원이 TianNing 농장 현장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중북부에 위치한 닝샤 성은 대륙성 반건조 기후라 낙농업에 적합하다. 

이곳의 조건 또한 양질의 먹이, 옥수수 사일리지 및 알팔파를 기르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프로젝트 보증인 Chongqing (TianNing) Agriculture Investment Co.가 중국 

내 다른 성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Afimilk 소개 



Afimilk는 낙농업자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고품질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 Afimilk의 창의적인 사고와 입증된 전문지식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낙농업계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개선안을 도입함으로써 

꾸준히 낙농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Afimilk는 50개가 넘는 국가에 설치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리 소프트웨어와 센서 부문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올 6월 13-15일 시안에서 열리는 World Dairy Expo China [ 

http://www.dairyexpo.com/en/index.asp ]의 부스 B4303-B4312에서 Afimilk를 

만나볼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afimilk.com 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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